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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

*

이혜상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유
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4, 5세 유아의 취업모 40명과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대상에게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 도구와 유아의 부적응행동 평가 도구를 적용
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
었다.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부적응행동을 유발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유아들의 바람직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취업모들
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되었다.

주제어(key words) : 어머니의 양육태도( mother's attitudes in child rearing )
부적응 행동( maladjustme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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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조화로울 때에는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유아기에 대인관계의 결함으로 동료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사회적 부적응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부적응 현상은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된다
(Parker & Asher, 1987).
유아기 대인관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적
응행동이나 부적응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제시된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애정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양육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에서 보다 더 잘 적응했으며, 과잉 보호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자녀
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권일선, 1994)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
므로 애정적․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적응을 높인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오승연(1993)은 부적응행동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격적 행동과
과잉 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 모순 불일치적, 거부-냉담적, 성취 압력적 태도를 취
할 때 상관이 있었고, 위축 행동과 방어적 행동은 전반적으로 미약하지만 정적 상관을 나타
내고 있어 유아의 부적응행동과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혜영(198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엄격하며 모순적인 경향을 띨
수록 아동은 또래관계를 원활하게 맺지 못하고 다른 아동과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유아의 발달 영역에 있어서
불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가정이외에서의 적응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체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발달영역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부
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등을 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취업모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부적응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련된 연구는 제한
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도시화 현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체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의 비율이
70.8%(노동부,1990)로 매우 급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취업증가와 같은 이
러한 사회변화는 특히 자녀양육이라는 중요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실제 연구조사(이영,
1986)에서도, 취업모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은 자녀양육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자녀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행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봄을 통해 취업모와 자녀의 관계 및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취업모의 양육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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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유아의 부적응 행동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1. 연령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2-2. 성별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론적으로 연구된 것은 거의 최근의 일이다. 17C까지만 해도 양육태
도는 엄격한 훈육과 처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18C
에 들어서부터 양육태도에 대한 지식의 증가와 더불어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요람에서의 경험은 잠재의식화 되어 일생의 행동을 좌
우하는 원동력을 이루기 때문에 어린이의 인격 형성은 주로 어렸을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인
양육태도에서 이루어진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주장의 한 예는 Fisbein(1975)의 주장이다.
그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부모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
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이원영(1992)은 부
모의 자녀 양육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자녀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질서 있는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주어진 한계 내에서 그 자유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민주주의적 태도로 양육되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 양육태도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모
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Symonds(1949)로 그는 임상적 경험을 통하여 부모
와 자녀 관계를 거부적-보호적과 지배적-복종적인 두 개의 요인 축에 의해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세분화시켜 거부적 양육태도는 적극적 거부형과 소극적 거부형으로 분류하고, 보호적
양육태도는 간섭형과 불안형으로 분류하였다. 지배적 양육태도는 엄격형과 기대형으로 복종
적 양육태도는 익애형과 맹종형으로 분류하였다
Symonds의 이러한 이론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에 상당한 공
헌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한 임상사례에 의존하였다
는 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 설명된 점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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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양육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헌숙, 1993).
Roe & Siegelman(1963)는 양육태도를 사랑의 척도와 표현으로 분류하였는데 애정-거부, 무관
심-강요, 관심-무관심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Becker(1964)는 온정-적의, 제한-허용,
열망적 정서개입과 냉담한 분리의 3개 차원으로 양육태도를 설명했다. Radin(1966)도 양육태
도를 수용적, 거부적, 익애적 태도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밖에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태도에 따른 양육태도 유형을 제시한 Hurlock(1950)은 기대포부, 부모의 일반적 태도, 지배적
태도, 허용적 태도, 수용적 태도와 Jersild(1975)의 수용적 태도, 거부적 태도, 과보호적 태도의
분류 유형은 Hurlock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면, 오기선(1965), 김재은
(1987), 이숙(1988) 등의 연구가 있다. 오기선(1965)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10개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나누었는데 소극적 거부와 적극적 거부, 엄격과 기대감, 간섭과 불안, 익애와
맹종, 모순과 불일치 등이다. 김재은(1987)은 한국 가족의 심리를 분석한 연구에서 화목-불화,
허용-엄격, 친애-소원의 3차원으로 추출하였다. 이 숙(1988)은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
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은 온정, 거부,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의 7가지 요인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2. 유아의 부적응 행동
인간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하여 성장․발달하며, 사회에 적응해 간다(심진
섭, 1993). 따라서 유아의 행동은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속에서 이해되어야 하
며, 유아의 적응, 부적응 행동 문제에 있어서도 유아와 주위 환경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기
준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
렵지만 개인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사회 규범에 대하여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환
경에 적응하고 통제하여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다(장대운, 1986). 오승연(1993)은 행동이 모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가며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가는 아동을 적응 잘된 아동, 즉 정상 아동이라 하였다.
그러나 모든 아동이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집
단의 규준에 순응하는 바람직한 행동만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아동의 요구가 제지 당하
고 정서가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되면, 아동은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 부적응 행동의 예로는
침묵, 우울감, 대인 관계의 회피, 과격한 행동, 부적절한 신체적 징후 등을 들수 있다. 이와
같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심리적으로 갈등상태에서 일어나는 행동상의 이상을 부적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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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수 있다(Long, Morse ＆ Newman, 1971).
부적응 행동에 대한 정의는 각 학자들마다 관점이 다양하고 측정 방법에 대한 난점 때문
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김동극(1980)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항상 갈등
과 욕구 좌절이 일어나며, 사회 집단의 기준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회 문화적 기대치에서 이
탈된 행동을 부적응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오승연(1993)은 정서적 불안정과 심리적 동요로
인하여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켜 원만한 인
간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행동으로 과인, 공격, 위축, 방어행동을 부적응이라고 하였다.
여광웅 외 3인(1993)은 주위 환경이나 사회 규범 및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인
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 긴장, 불안 및 불만이 내적으로 쌓여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을 부적응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Haring 과 Phillips(1962)는
부적응 행동아를 지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은 정상이지만 학습 능력이 부족한 유아, 사회적
으로 대인 관계를 원만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유아,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퇴행적인 행동을 하는 유아라고 정의하였다. Hewett(1971)는 사회화에 실패하여 연령,
성별에 따라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양식으로부터 일탈된 행동을 부적응 행동이라 하였다.
Reinbert(1976)도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의 관계나 성인 및 또래
간의 관계가 부적절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행동을 부적응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적응 행동이란 정서적 불안정과 심리적 동요로 인해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켜 특별한 지도가 요구되며, 정상
적인 지적 능력이 있어도 부적절한 환경의 영향으로 해서 주어진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
고 있다.
1) 부적응 행동의 유형
부적응 행동은 그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하는 기준과 용어는 학자마다 그 견
해를 달리하고 있다.
Kirk(1972)는 부적응 행동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공격적 행동 특성으
로 거짓말을 잘 하고, 물건을 훔치며, 나이 어린 아동을 골리거나 난폭하게 굴고, 어른에게
불손하고, 거만하며, 화를 잘 내고, 모든 일에 반항적인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는 퇴행적 행
동 특성으로 지나치게 민감하고, 잘 울며, 공상을 잘하고, 쉽게 놀라며, 이상한 공포심을 가
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지나치게 수줍어하고, 항상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들 수 있
다. 셋째는 신체적 특징으로 손톱을 깨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몸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목소리가 높고, 항상 말을 더듬고, 발을 흔들거나 복통과 두통을 자주 일으키는 행동을 들
수 있다.
Reinbert(1976)는 부적응 행동을 과잉 행동, 위축된 행동, 방어적 행동, 혼란된 행동의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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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분류하였다. 과잉 행동에는 때리기, 공격성, 파괴적 행동이 속하며, 위축된 행동에는 침
묵, 손가락 빨기, 제한된 행동 등이 속한다. 방어적 행동에는 거짓말, 속이기, 회피 행동이
속하며, 혼란된 행동은 자폐적, 현실 회피 행동이 속한다.
이상과 같이 부적응 행동은 어떤 기준 하에서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어떻게 분류하느냐
의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러한 행동 특성이 따로 분
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 나
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행동을 적대-공격성, 걱정-불안, 과행동성-산만으로 나누어(Behar ＆
Stringfield, 1974)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대-공격성(hostile-aggressive)은 타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또래와 잘 싸우는 행동을 의
미한다. 공격성은 상대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공격을 가하며 파괴적인 행동을 하
는 경향이며, 싸움을 잘 거는 사람, 반대를 잘하는 사람, 욕설을 잘하는 사람은 공격성이 강
한 사람으로 인정된다(교육학사전 편찬위원회, 1984).
걱정-불안(anxious-fearful)은 두려움을 나타내거나 잘 울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행동을
의미한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위축행동은 주변 환경과의 접촉에서 움츠러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없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 의한
일시적인 위축은 제외된다(오승연, 1993). 황정규(1968)는 위축 행동을 다른 아동과 잘 어울리
지 않는 것,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권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위축 행동은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
면 무시되고 방관됨으로써 그 행동이 더 유지되고 심하게 될 수 있다(김미숙, 1982).
과행동성-산만(hyperactive-distractible)은 불복종적이며, 파괴적이고 비협조적인 행동과 산만한
행동을 의미한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행동성을 보이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김보경, 1986).
2)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적응․부적응을 예견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치원의 프로그
램, 기질이 이에 속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치원에서 유아의 유치원 적응,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다.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낼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으며(권일선, 1994;
서동미, 1996),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적응 행동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Fagan,
1990; Martin, 1981; Sroufe, 1983)되고 있다.
유치원의 프로그램은 유아의 적응․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다. 가정과 학교
사이의 교육 과정의 차이가 유아의 초기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Laosa, 1982), Kostel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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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erman과 Whiren(1993)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높을수록 유아가 잘 적
응한다고 하였다.
기질도 유아의 유치원 적응․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유아의 기질 범
주별로 살펴본 결과 낮은 적응성, 높은 반응 강도, 높은 활동 수준을 보인 유아가 유치원에
서의 부적응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서수경, 1990).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유아들은 유치원 부
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민정, 1997), 유아의 기질과 유치원 교육 경험에 따
른 유치원 부적응 행동 연구(Alstyne & Hattwick, 1952)에서 순한 유아가 까다로운 유아보다
유치원 부적응 행동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희선(1993)는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기
질과 유치원 적응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기질의 하위 범주 중 적응성과 정서성이 유치원
적응과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평가할 때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고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렇듯 유아는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환경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며 발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한다. 즉, 유아의 적응은 환경적 특성과 환경적 기대 요구가 유아의 능력, 특징,
행동 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초기 애착이나 적
응 문제 및 양육행동과 관련지어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영역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그
러나, 최근 들어 유능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하면서 사회적 목적들을 효과적으로 달
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사회적 능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White, 1959: Gottman, Gonso ＆ Rasmussen, 1975: 0'Malley, 1977)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며, 아동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양상은 부모
에게서 배운다. 그러므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할수 있다(Baldwin, 1949: Lieberman, 1977: MacDonald ＆ Parcel, 1991). 어머니가 자신의 직
업에 대해 만족하는지 또는 불만족하는 지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를 낳게 되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아동 자신의 성에 따라 또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Hoffman, 1974:
Bronfenbrenner & Henderson, 1984).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아동의 행동특성과 능력발달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의 취업 그 자체
보다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Farel, 1980) 즉, 어머니가 항상
곁에 있다고 해서 올바른 자녀 양육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취업모로서의 현재 역할 또
는 비취업모로서의 현재 역할에 대해 만족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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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육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다시말해서, 어머니가 직업을 갖는 것에 만족하
느냐, 가정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느냐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것이
며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불만족감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있어서 양육태
도의 차이를 초래할 것이다 . 또한 어머니의 실제 양육보다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자녀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Schaefer(1959)의 주장에 근거해 본다면,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는 아동의 어머니 역할과 양육태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
적인 지각을 낳게 되어 결국 이것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실
제로 어머니의 취업유무 및 양육태도와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들에서, 비취업모가 취업모
보다 더 애정적.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유영주, 1971: 이은수, 1985: 우대
식, 1992),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인 면(애정, 자율, 합리, 수용 등)을 많이 지각
할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Becker, 1964: Baumrind, 1967: Perry & Bussey,
1984: 공인숙, 1989).
그러나,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아동의 성격특성(한항문, 1991: 김혜
인, 1988),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아동의 사회적 적응(김정윤, 1989),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
육태도(김윤숙, 1989: 전보윤, 1989: 함미영, 1993) 등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어머니의 취
업유무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본연구(윤정혜, 1990)는 그리 많지 않고 주로 취업
모 자녀들의 사회적 능력에만 초점(안재연, 1992: 서윤선, 1994)을 두어 왔을 뿐 취업모와 비
취업모 자녀들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제까지의 대체적인 연구가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는 차이
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나(Kagan, 1971: 윤정혜, 1990), 실제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대부분 취
업모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선 연구의 대부분이 어머니 평정용
척도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여기에는 어머니의 편경과 후광 효과가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혜상(2001)이 연구한 논문은 생활보호대상 취업모들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간의 관계이고 본 연구는 일반(생활보호대상 취업모가 아닌)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한점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J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들 중 만 4, 5세
유아의 취업모 40명과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유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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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남아 10명, 여아 10명), 5세 20명(남아 10명, 여아 10명)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 도구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 평가
도구의 두 가지 종류이다.
1)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는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이원영(1983)이 번안하여 만든 양육태도 검사도구를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이
경래(1997), 이혜상(2001)의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Schaefer(1959)의 MBRI는 총 28문항 154
개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가지 요인(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어머니의 외향적
특성, 의존성 조장태도, 통제적 태도, 긍정적 평가태도, 어머니의 의존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율-통제적 양육태
도로 제한하여 사용하였다.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은 각
각 24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형식은 5단계 평정 척도로 되어 있다.
2) 유아의 부적응 행동 평가도구
유아의 부적응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Behar와 Stringfield(1974)가 만 3-6세 유아용으
로 개발한 유아행동평가(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aire)를 강민정(1997)이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유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평가는 적대-공격성, 걱정-불안, 과행동성-산만 등 세 가
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적대-공격성은 10문항, 걱정-불안은 9문
항, 과행동성-산만은 4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의 어린이집 부적응 행동 평
가는 유아가 어린이집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을 관찰한 것에 근거하여 그 정도에 따라 교사
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등 3단계 평정 척도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
다 평가된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을 부여하여 채
점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적대-공격성이 0-20점, 걱정-불안이 0-18점, 과행동성-산만이 0-8점,
총점이 0-46점이었고, 점수가 높은 유아일수록 어린이집에서 부적응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
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연구절차
취업모의 양육태도 검사는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대상 유아의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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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연구의 목적과 검사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양육태도 검사지를 담임교사를 통하여
연구대상 어머니에게 배부하여 가정에서 평가하게 한 다음 다시 회수하였다.
유아의 부적응행동 평가는 부적응 행동 평가지를 담임교사에게 배부하여 담임교사가 평상
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면서 보이는 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것을 기초로 평가하게 하였다.
담임교사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동질성검사(Cronbach Alpha Test)를 실시한 결과,
각 하위요인별로 .81에서 .83 까지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고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81로 나
타나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자료분석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
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부적응 행동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는 t 검증을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
응 행동 간에는 전체 부적응 행동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39, p < .001),
부적응 행동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 영역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대-공격성
: r = -.37, p < .001 ; 걱정-불안 : r = -.35, p < .001 ; 과행동성-산만 : r = -.47, p < .001). 하위 영
역 중에서도 과행동성-산만 영역에 있어서 부적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부적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
취업모의 양육태도

유아의 부적응행동
적대-공격성
***

- .35

***

- .41

애정-거부적 태도

- .37

자율-통제적 태도

- .40

*** p < .001

걱정-불안

과행동성-산만

***

- .47

***

- .34

전체

***

- .39

***

***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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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면서 덜 애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면 낼수록 유아의
부적응 행동은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취업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에는 전체 부적응 행
동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38, p < .001), 부적응 행동을 구성하는 모
든 하위 영역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대-공격성 : r = -.40, p < .001 ; 걱정불안 : r = -.41, p < .001 ; 과행동성-산만 : r = -.34, p < .001). 하위 영역 중에서도 적대-공격성
과 걱정-불안 영역에 있어서 부적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면서 덜 자율적인 성향을 나타내면 낼수록 유아의
부적응 행동은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 유아의 부적응 행동
1) 연령에 따른 유아의 부적응 행동
유아의 연령에 따른 부적응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전체적인 부적응 행동은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걱정-불안 하위 영역은 4세아의 부적응행동 평균이
12.4로 5세아의 부적응 행동 평균 9.4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의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유아의 부적응 행동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부적응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부적응 행동의 차이
유아의 연령
부적응행동

4세아

하위 영역

5세아

M

SD

M

SD

t

적대-공격성

11.3

3.9

11.7

4.8

-.282

걱정-불안

12.4

4.1

9.4

3.1

2.544

과행동성-산만

6.9

2.3

6.3

2.6

.753

29.0

8.9

27.3

6.0

.690

전
* p < .05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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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부적응 행동의 차이
유아의 성별 구분
부적응행동

남 아

하위 영역

여 아

M

SD

M

SD

t

적대-공격성

12.1

4.1

9.9

4.2

1.634

걱정-불안

9.7

3.3

11.2

4.4

1.189

과행동성-산만

7.8

3.1

5.0

2.1

3.260*

28.9

8.8

26.9

5.0

.861

전

체

* p < .05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부적응 행동은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과행동성-산만 하위 영역은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t=3.260, p < .05). 즉, 남아의 부적응 행동(M=7.8)이 여아의
부적응 행동(M=5.0)보다 높게 나타났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조사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 간에는 부적응
행동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 중에서도 과행동
성-산만 영역에 있어서 부적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와 유아
의 부적응 행동 간에는 부적응 행동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위 영역 중에서도 적대-공격성과 걱정-불안 영역에 있어서 부적 상관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면서 덜 애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면 낼수록 유아의 부적
응 행동은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면서 덜 자율적
인 성향을 나타내면 낼수록 유아의 부적응 행동은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낼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으
며(권일선, 1994; 서동미, 1996),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적응 행동은 정적인 관계가 있다(Fagan,
1990; Martin, 1981; Sroufe, 1983)는 이론적 견해를 지지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어
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엄격하며 모순적인 경향을 띨수록 아동은 또래관계를 원활하
게 맺지 못하고 다른 아동과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혜영(1986)의 연구와 부적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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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에 있어 유아의 공격적 행동과 과잉 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통제적, 모순 불일치적, 거부-냉담적, 성취 압력적 태도와 상관이 있다는 오승연(1993)의 연구
를 지지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들의 바람직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
녀양육태도에 대한 부모교육이 활성화될 필요성을 제기시켜 준다.
둘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전체적인 부적응행동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걱정-불안 하위 영역은 4세아의 부적응 행동(M=12.4)이 5세아(M=9.4)보다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t=2.544, p < .05).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부적응 행동은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과행동성-산만 하위 영역은 남아의 부적응 행동
(M=7.8)이 여아의 부적응 행동(M=5.0)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3.260, p <.05).
즉,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유아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걱정과 불안, 과행동성과 산만한
정도가 높으며, 남자아이들일수록 적대와 공격성, 과행동성과 산만한 정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자아이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인한 부적응 행동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적응 행동과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유치원이라
는 교육환경 외에 유아의 성별이나 연령, 형제·자매의 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있
다는 Slee(1986)의 이론적 견해를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행동과의 상관관계는 유아의 적응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이 취업의 양육태도임을 시사하므로 유아의 적응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태도를 애정-거부, 자율-통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만
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태도를 다양한 측면으로 나누어 유아의 적응과 부적
응행동을 동시에 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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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Mother's Attitudes in
Child Rearing and Young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Lee, Hyeis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mother's
attitudes in child rearing and young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The subjects were 40 four- and five-year-old young children experiencing kindergarten
service less than one year and their mothers. The young children consited of 20 four-year
olds(10 boys and 10 girls) and 20 five-year-olds(10 boys and 10 girls). Instrument mearsuring
mother's rearing attitude was the Korean version of Schaefer's(1959) Maternal Behavior
Reaearch Instrument(MBRI), which had been used in Lee Won-Young's study(1983), Lee
Kyung-Rae(1997), and Lee Hyei-Sang(2001) on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view point of
chi;d education, rearing attitude, and child development. Instrument for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in kindergartens was the Korean version of Behar and Stringfield's(1981)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 for Three-to Six-Year-Old Children, which had been also used in
Kang Min-Jeong's study(1997) om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perceived
by teacher and maladjustment behavior in kindergartens.
Data were analysed with t-test and with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mother's attitudes in child rearing and young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working
mother's attitudes in child rearing and young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Specifically,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of working mother's affectionate-rejective rearing
attitudes and young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And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of working mother's autonomous-controlling rearing attitudes and young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